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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亞新報�와  淪陷下 北京의  林房雄:  

                 소설  ｢北京의  항아리｣(1946)를 중심으로   

 

                                                       彭雨新 (日本・大阪大学) 

 

  1. 시작하며 

  昭和時代의  소설가  林房雄 (後藤壽夫 , 1903-1975)는  1937년  上海戰線에 從軍했고 , 

1940년부터  만주국 및 중국의  일본  점령지를  왕래하게  되었다 . 특히 1942, 43년 

일본문학보국회의 北京 파견원으로  北京에  4개월 , 이어서 반년이나  체류하며 北京 

문화계와  활발히  교류했다 . 패전  직후  林은  작가로서  추방되지만 , 1946년  그의  戰後 

최초의  소설집  �香妃의  누이�(後藤書店, 1946.12)를  출판했다 .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소설  ｢北京의  항아리 ｣ , ｢香妃의 누이 ｣  두 편은 점령하의 北京을  무대로 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화가  梅原龍三郞을  주인공의  모델로  삼은  작품  ｢北京의 

항아리 ｣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林과  梅原龍三郞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점은  주목된  바  없기  때문에 , 본고에서는  戰前 梅原의  北京 관련  畵集과, 林

과  梅原의  北京에서의  만남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점령하  北京에서의  두  사람의 

교류를  고찰한다 .  

 

  2. ｢北京의 항아리｣(1946)와 梅原龍三郞 

  소설 ｢北京의  항아리｣는  잡지  게재본은  눈에  띄지 않으며 , 1946년 12월  출판된 

단편소설집  �香妃의  누이�가  初出인  듯하다 . ｢北京의  항아리｣는  北京의  天壇에서 

스케치를  끝낸  水原  화백이 옛  미술가 同人  笹本五郞과  北京의 술집에서  만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이다 . 주인공  水原 화백은  화가  梅

原龍三郞 (1888-1986)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세부  묘사에서 

분명하다 . 

  우선 水原 화백의  연령  설정과  외양  묘사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50세라는  나이를 

감출 수  없는  반백의  머리카락과 , 약간  살이  찐 작은  몸집의  체격에  더하여”
1라고 

적고  있는데 , 1939년(51세)에서  1943년(55세) 사이에  北 京 을  방문했던  梅 原 과 

합치한다 . 또  인물의 인생 경력에  대해  “인생은 여행지에만 있다고  굳게 믿었던 

청년 무렵의  스케치 여행과 , 야심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부풀었던 프랑스 유학 

무렵에는  자처하여  奇緣과  奇遇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이지만”
2이라는  묘사는  梅

原의  청년시절  프랑스 유학을  연상시킨다 . 또  水原  화백의  北京  방문에  대해 

“가을이라도  되면  秋風의  기세로  東支那海를 건너  이  北京에도  표연히  모습을 

                                                   
1 「北京の壺」, 『香妃の妹』, 1946, p.177. 
2 上同,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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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것이 5,6년래의  습관이었는데 , 방문할  장소도  이미  정해져  있다 .”
3고  적고 

있는데 , 梅 原 이  1939년부터  1943년까지 5년간  가을이면  빼먹지  않고 北 京 에 

여행하러  온  사실과도  일치한다 . 게다가  그림의  題材와  畵風에  대해  “극히  화려한 

소품으로  水原씨의  作風과  통하는 다채로운 항아리였다 .”
4
, “紫禁城이라면  풀이 

무성한  大和殿의  넓은  마당 , 北海라면  사람이  다니지  않은  五龍亭의  뒤편 ,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萬壽山은 경원시하고  고독한  흰  대리석  天壇의  자주색  祈年殿 아래. 

처음엔  八大故同의  美姬도  묘사했지만”
5이라고  적고  있어  梅原의  北京時節의  작품과 

畵風  및  題材도  일치한다 . 따라서  이들  세부  묘사에  근거하여  소설  속의  水原 

화백이라는  인물의  모델은  梅原龍三郞라고  판단할  수  있다.  

  林房雄이  梅原龍三郞를 주인공의  모델로  삼아  소설을  창작한  것은  무척  흥미롭다 . 

실은  같은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香妃의  누이｣ 冒頭에도  “나의  北京은  이제  梅原

龍三郞의  畵集  속에만  존재하는”이라는  묘사가  있다 . 따라서  필자는 왜  이  시기의 

소설이  梅原에게  그렇게까지  매여  있었는지 ,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교류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林과 梅原이  쓴  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고, 어떤 행사나 단체에서 교류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하나는  ｢香妃의  누이 ｣에  적혀 있듯  林이 

1946년  소설을  쓰기  전에  梅原의  畵集을  보고  감탄했을  가능성이고 , 다른  하나는  林

과  梅原이  함께  北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다 . 

 

  3. 戰前時期 梅原의 北京畵集 

  林房雄은  1946년의 작품  ｢香妃의  누이｣에서 ‘梅原龍三郞의  畵集’을  언급하고  있다. 

1946년  이전에  梅原이  출판한  北京  관련  畵集은  비교적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林이  梅原의  畵集을  보고  소설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분석한다. 

1946년까지  梅原이  출판한  北京 관련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畵集은  �梅原龍三郞 近

作畵集 限定版�(石原求龍堂, 1940.12.25), �梅原龍三郞 近作畵集 普及版�(石原求龍堂, 

1942.3.25), �梅原龍三郞 北京作品集�(石原求龍堂, 1944.11.28) 세  권이다 . 그  가운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보급판과 함께 별책으로 붙어  있는 ‘�보급판� 안내’와 武者小路

實篤가  쓴  ‘광고  문장’이다 . 武者小路는  “畵集으로서는  최상의  것이라고  해도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 (중략) 梅 原 의  近 作  개인전을  보는  것처럼  즐겁다”고 

격찬했다 .  

  이  세  권의  畵集과 林房雄의  ｢北京의  항아리｣를  아울러  생각하건대 , 梅原에  대한 

武者小路의 칭찬이  林에게 거듭  좋은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문장의  내용도 

세  권의  畵集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의 내용도 각별히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 畵集이  林房雄의  北京時節의  추억을  환기했을지는  모른다고  해도 

                                                   
3 上同, pp.178-179. 
4 上同, p.176. 
5 上同,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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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이  畵集에만  기초하여 소설을  창작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 

 

  4. 1943년 梅原과 林의 北京 체류 

  다음으로 林房雄과  梅原龍三郞이  함께  北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서로  알았을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梅原龍三郞의  ｢北京日記(1940.9)｣(�藝術新潮� 1-10, 1950), 

앞서  언급한  北京 관련  畵集, 그리고  �東亞新報�의  관련  기사에  근거하여  戰時中 梅

原의 여섯  번에 걸친  北京 방문을  정리하면 , 林과  중첩되는 시기는  194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3개월간인  것을  알 수  있다 . 林은  北京飯店 舊館 3층  335호실에  묵었고,
6
 

梅原은  같은  호텔  舊館 5층에  묵고  있다 . 梅原의  1939년의  北京日記에는  北京飯店 5층 

509호실에  묵었다는  기록이 있다.
7
 이후  매번  509호실에 묵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長安街와  紫禁城  경치에  마음이  가서  北京飯店  5층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 梅原은  적고  있다 .
8
 194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東亞新報�에 

관한  한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기사는  없지만 , 이  3개월  동안의 

문예면으로부터는  문학계와  미술계가  왕성히  활약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학계에서는  林房雄, 河上徹太郞, 小林秀雄을 비롯한  일본인  문학자가  ‘日華

文化 제휴’, ‘대동아문학의  구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회 , 간담회를 여러 번 

열었고 , 중국  측에서는  그밖에  연극  ｢포효하라! 중국｣이  상연되고  袁犀의  장편소설 

�貝殼�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 그리고  중국인  작가  사이에  色情文學  논쟁이 

있은  후  향토문학  논쟁이  벌어졌다 . 한편  미술계에서는  제5회  興亞美術展 , 일본인 

화가  平塚運一의  판화  개인전과  판화  강습회 , 臺灣 출신의  화가  郭柏川의  개인전이 

열렸다 . 梅原은  1942년에  열린  제4회  興亞美術展의  심사  고문이었기  때문에 

1943년에  열린  제5회  興亞美術展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 또  이 시기 

판화  개인전과  강습회를  연  平塚運一에  대해  梅原은  6월  26일자  �東亞新報� 

석간에서  ｢平塚運一의  목판화전 ｣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 梅原은  일본  목판화의 

역사와  平塚씨의  판화  부흥의  중요성을  논하고, 끝으로  “君이  이번  華北 땅에  와서 

한편으로  판화기법을  강연하고 , 한편으로  지난  몇  해 간 君 의  노력의 성과인 

작품과 우수한 참고자료를  전시한 것은 의의가  적지 않다고  믿는  바이다 . 6월 16일 

北京飯店에서”
9라고  적고 있다 . 또 동시기에 개인전을 연 臺灣 출신의  화가  郭柏川도 

梅原과  친교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 西原(2002)에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다 . 

 

  北京에서  梅原龍三郞과  사귐이  있던  臺灣 출신의  화가  郭柏川(1901-1974)의  �北京故

宮 �(1939, 圖 7)과  비교하면  그것은  보다  명확해진다 . 1945년의  終戰  후에도  이 

화가와  “梅原龍三郞 사이에는  서간의  왕래가  이어졌고 , 출신을  달리하는  두  화가의  

                                                   
6 「北京の満月」, 『文学界』, 1943.9, p.57. 

7 「最初の北京」, 『画集北京』, 求龍堂, 1973, p.154. 

8 「まえがき」, 『画集北京』, 1973.4 

9 梅原龍三郎, ｢平塚運一の木版展｣. �東亜新報�, 19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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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은  美談으로  남아” 있다 . 또  �北京故宮�에는  “‘柏 ’字가  落款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 이는  梅原龍三郞이  ‘龍’字를  落款으로  삼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
10이라고  

한다 . 두 사람의 교류는  긴밀했다 . 西原(2002, 196) 

 

  또  梅原의  1939년 , 1940년의  北京日記에도  郭柏川의  이름이  번번이  보이며 , 梅原이 

묵었던  北京飯店의  객실에  郭이  방문하러  오거나  梅原이  郭이  근무했던  北平藝術專

科學校로  방문하러  간  기록이  남아  있어  戰時中  두  사람의  사귐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1943년의 郭柏川의  개인전에도  梅原은 발걸음을  했을  것이다 . 이상의 

고찰로부터  1943년  5월부터  7월까지  北京에서  열린  문학계  행사는  林房雄이  대부분 

참가하고  있고 , 동시기  北京 미술계의  큰  행사도  모두  梅原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林房雄과  梅原은  당시  서로의  北京  체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 北京 문화계에서 열린  몇  번의  집회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  

  한편  두  사람이  직접  교류한  기록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도  고찰하고자  한다 . 林

房雄의 경우  1943년  �文學界�에 발표한 중국  기행문  이외에  戰時中의 北京 생활에 

대해 거의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梅原에 관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 . 梅原

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北京時節과  관련하여 1939년과  1940년의  일기만 공개하고 

있는데 , 戰後 그밖의  北京時節에  관한  문장에도 林房雄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생각하노라면  우선 林房雄의  ｢北京의  항아리 ｣에서  水原  화백에  관한 

다음의  묘사를  떠올리게 된다 .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 따라서  酒仙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술꾼이면서도  호텔의  바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자칫  그런  장소에서  흔히  

맺어지는  무용한 사귐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이따금  텅빈 술병  때문에  3층에서 

내려오면  금세  누군가의  귀찮은  시선을  옆얼굴에  받는  처지에  놓였다 .( 北 京 의 

항아리｣, �香妃의  妹 �, 1946, p.179)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水原 화백은  호텔에  장기간  묵으면서도  호텔의  바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 그곳에서의 사귐이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 이런  성격  묘사가 梅原에  기초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고증할 수 

없지만 , 梅原의  일기를  읽어 보면  北京飯店의 바에서  마시기보다  北京 城內의  西來

順 , 全聚德  등  다양한 요릿집을  돌며 오리구이 , 양고기  요리를 실컷 맛보는 것을 

즐긴다 . 이런  水原의  묘사는  같은  北京飯店에  묵고  있으면서도  林을  포함하여 

그밖의  일본  문화인과 그다지  관계하고  싶지  않았던  梅原에  대한  인상일지도 

모른다 . 또  戰時中 梅原에  대해  小川正降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10 原注 図録 �東アジア/絵画の近代-油画の誕生とその展開�, 静岡県立美術館, 1999. p.82183, 西原大輔, 

「近代日本絵画のアジア表象」, 『日本研究』 26,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2, pp.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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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梅原은  태평양전쟁  동안  극력  畵壇에서  몸을 빼려고  애썼다 . 戰爭畵도  거의  

그리지  않았다 . 앞서도  언급했듯이  北京  체류가  곤란해진  1943년까지  이곳에  다선 

번이나  발걸음을 했지만 , 그가  그린  것은  <紫禁城>이고  <長安街>이며  또  <소녀>의 

인물화였다 . 그리고  萬曆 赤繪의  현란한  호화로움에  놀라  중국이  산출한  아름다운 

세계를  흡족할  때까지  실컷  맛보았다 . (중략) 이 무렵을  회고하며  梅原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태평양전쟁 중에는  세상과  교섭하지 않고 비교적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전쟁 중에  화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앙케이트를  어떤 잡지에서 

요구받았을  때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이젤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報國하는  

길’이라고  썼다”고  한다 . 

  아무튼  梅原 은  예술지상주의  입장을  조금도 흩뜨림  없이  전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 가능한  한  저항의 자세를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小川正降, ｢梅原龍三郞の藝術｣(1971), �現代日本美術全集 12�, 集英社, pp.85-86) 

 

  梅原은  戰時中에  “세상과  교섭하지  않고” 畵壇에서조차  몸을  빼려  애썼다 . 그런 

까닭에  일본인이  모여  묵고  있는  北京飯店의  바에서의  사귐에는 당연히 흥미가 

없었을  것이다 . 또  이  전쟁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태도와  가능한 한의  저항의 

자세도  北京에서  대동아문화의  건설과  국책에  의한  日華文化의  제휴에  힘을  쏟은 

林 房 雄 의  입장과  정반대였다 . 따라서  林 과 의  직접적인  교류도  가능한  한 

피했을지도  모른다 .  

 

  5. 마치며 

  본고에서는  林房雄의  終戰 直後의 소설  ｢北京의  항아리｣를 단서로  戰時中 林의 北

京에서의  활동과  화가 梅原龍三郞의 교류를  고찰했다 . 그  결과 林과  梅原은  1943년 

5월부터  7월까지  함께  北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쟁과  戰時  일본의  국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는  梅原 

쪽에서  피했다고  생각된다 . 

  이상에서 北京  現地의  일본어  신문이라는  새  자료를  통해  林房雄 , 梅原龍三郞

이라는  일본인  작가 , 점령하  북경에서의  화가의  활동  실태를  밝히고 , 나아가  北京 

체험이  그들에게  준  창작의  영감  및  교류의  장을  고찰했다 . 그들의  北京 방문은  現

地  北京  문화계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 또  그들은  중국측의  문화인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이후의  과제로  삼는다 .  

                                   （일본어에서 번역：崔珠瀚） 


